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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 개념에서 출발한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는 몸

에 걸치는(부착하는) 형태의 전자기기를 의미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현 시점에서 주목 받은 것

은 그것에 대한 유용성을 소비자들이 감지하고 요구했다기보다 기술이나 트렌드의 헤게모니를 장

악하고자 하는 산업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정보통신 시대를 지나오면서 각 

전자기기 제조사에서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 몰두해 왔고, 2007년 애플이 

아이폰 출시를 계기로 Smart Mobile 시대를 연 것과 같이 현재는 ‘Wearable’이 Smart 시대의 미래형 

플랫폼으로써 화두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전투로 말미암아 지

금 이 순간에도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기술적인 혁신을 거듭하고 있으며,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와 연계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림 1 Wearable Computer 컨셉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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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arable Device 시장 환경 분석 

지난 수년간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출시된 제품들은 경보기, 심박기, 타이머 등 단순한 피트니스

기기로서의 활용성에 방점을 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시기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그 자체

로 독립된 기기로써 다른 스마트 기기와의 연동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본격적

으로 Smart Phone이 보급되기 시작하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M2M(Machine to Machine)방식을 통

해 Connected Device로 발전했다.

이처럼 단순한 피트니스기기의 개념을 넘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컴퓨

팅이 가능해진 것은 2010년, 2011년 SONY와 Motorola에서 손목 시계 형으로 출시된 제품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Google에서는 안경과 결합하여 사진촬영, 정보검색, 네트워크 등이 가능한 제

품의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2013년부터 삼성에서도 손목시계와 밴드 style의 제품을 출시하여 웨어

러블 시장에 본격적으로 합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시장은 스마트폰이 그러했던 

것처럼, 2015년 애플워치가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애플워치 출시 이

후 폭발적인 대중화가 진행되고 있는 웨어러블 시장의 단계는 IT관련 여러 산업 카테고리 중 성장

기에 속하며, 최근 미국의 시장조사 기관인 IDC는 2019년 까지 스마트워치 시장은 연평균 42.8% 성

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2 다양한 Wearable Device 제품

    

3. Mobile Game 시장 환경 분석

모바일게임은 2000년대 피처폰 시대를 지나서 Smart Phone 시대를 통해 일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Smart Phone 환경이 형성된 지 5~6년이 지난 현재, 인터넷 접속은 모바일이 PC를 이미 초월

하였고 스마트폰의 하드웨어도 거의 PC급으로 발전했다. 하드웨어의 측면에서 향상된 성능은 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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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 Mobile Device에서 구현되는 게임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그래픽 퀄리티를 끌어올리고 콘

텐츠 볼륨을 팽창시켰다. 이처럼 모바일 디바이스가 PC급 고성능을 실현함으로 인하여 모바일 게

임은 장르의 다변화는 물론, ‘터치’, ‘센서’ 등 PC 플랫폼의 게임을 넘어 선 모바일만의 독특한 기능

까지 결합된 궁극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2015년의 모바일게임 시장은 온라인게임이 그러했던 것처럼 채널을 장악하는 마

케팅, 말하자면 자본력이 타이틀 성공의 결정적 요소가 되는 ‘레드오션’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말았

다. 특히 스마트폰 게임 시장 초기에는 채널에 대한 의존이 커서 ‘카카오’나 ‘라인’ 등 유저들이 집

중되는 채널에 게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타이틀의 성공이 보장되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채널

의 영향력은 지금도 무시하지 못하지만 무한 경쟁이 시작되면서 채널이 흥행의 보증수표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사도 퍼블리셔도 장르를 불문하고 무한 경쟁의 틈새를 공략하기 위한 

독특한 콘셉트, 기능의 게임을 찾고 있다.

그림 3 모바일게임(앵그리버드, 애니팡, HIT)

    

4. Wearable Device 관련 솔루션의 개발 필요성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 둔화가 선명해지는 현 시점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전망도 밝은 웨어

러블 디바이스와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은 다음과 같이 4가지 필요성으로 정리 될 수 있다.

4.1. 마케팅 측면

새로운 디바이스의 브랜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프로모션을 촉발시키는 트리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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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히 스마트폰의 확장적인 개념이나 헬스케어를 통해서는 폭발력을 갖기 힘들다고 판단

하고 있다. 따라서 의외의 유용성을 마케팅의 변방(메인은 ‘헬스케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에 놓고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4.2. 유용성 측면

고객은 게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유용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게 된다. 말하자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감

정이입을 통하여 고객이 디바이스(브랜드)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4.3. 플랫폼 측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특성상 부가적인 ‘디바이스’이지만 플레이어 측면에서는 한 몸처럼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플랫폼이지만 이질감의 느낌이 없이 메인 플랫폼의 가치를 배가시키는 역할

을 기대할 수 있다.

4.4. 게임성 측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착용한다는 특성상 게임 몰입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몰입감을 증가시키는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다. 플레이어로 하여금 생체적으로 자연스럽고 새로운 자극이 되는 이 요

소는, 게임에 대한 분위기 쇄신의 계기가 되어 어떠한 업데이트보다 강력한 혁신이 될 수도 있다.

5. 적용 Wearable Device 및 모바일게임

5.1. Wearable Device : 기어핏(Gear fit, 삼성전자)

2014년 삼성에서 출시된 기어핏(Gear fit)은 만보계, 심박 수 측정, 타이머, 스톱워치, 미디어컨트

롤, 알림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이다. 스마트 워치와 더불어 워낙 그 기능

이 제한적이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서는 아직 초기단계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그 활용 가

능성만큼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어핏의 다양한 기능 중, 심박센서에 의한 심박 

수 측정 기능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의 몰입도를 한층 배가시킬 수 있는 Bio User Interface 개발을 

시도한 것이다.



21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연동되는 모바일게임 GUI 개발

그림 4 기어핏

   

5.2. Mobile Game : 오퍼레이션7(Operation-7, 파크ESM)

2005년 개발, 출시된 3D FPS(First-person shooting) 장르의 게임으로 국내 시장은 물론 네트워크 

환경이 열악한 해외에서 성공하여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추세와 유저들의 요구

에 맞추어 2016년 상반기 모바일 플랫폼으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림 5 FPS게임(오퍼레이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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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earable Device의 심박센서를 활용한 User Interface 알고리즘

Wearable Device의 심박센서를 활용한 GUI의 구동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User Interface 알고리즘

    

7. Bio UI 구성

Wearable Device를 활용한 UI는 생체 데이터(심박 수)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Bio UI로 규정하며, 

FPS(First-person shooting)게임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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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io UI 구성

    

8. 한계와 과제

본 연구는 특정 기업 제품에 최적화되어 특정 게임에만 탑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타당성의 측면

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심박 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스마트 기기라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들웨어의 성격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출시되는 게임의 게임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하여 테스트 단계에서 사용성 평가를 통해 플레

이어가 느끼는 게임에 대한 몰입감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것을 게임 GUI 개발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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